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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기반 도로명 주소 인식  주소 검증 기법☆

A Method of Recognizing and Validating Road Name Address from 
Speech-orient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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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구매 과정에서, 화망을 통한 배송지 정보의 확보는 필수 인 과정이며 동시에, 서비스 운  효율을 높이

기 한 주요한 자동화 용 상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음성으로 기록된 배송지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검증하려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제안 방법은 음성 기반의 주소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첫 번째 기능은 한  발화문으로
부터 원래 주소의 표기 형태로 올바르게 변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음성 녹취 과정에서 주소의 구성 요소별 순서 변화 혹은 

동일 구성 요소의 복 발화 같은 주소 잡음을 처리하는 것이며, 마지막 기능은 띄어쓰기 처리를 통한 최종 주소의 가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제안된 방법을 구 하기 해 우정사업본부 주소 DB와 행정안 부의 주소 DB를 사용하 으며, 통화에서 획득한 
주소 발화로부터 도로명 주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주소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한 제안 방법의 구  결과물은 STT를 통한 발화 

인식 결과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한 표  입출력으로도 입력 채 을 확장하여, 주소 검증이 필요한 비음성 기반의 서비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 방법은 주소 구성 요소의 치 변화 잡음에 강건하게 동작했지만, 요소 생략의 경우 오작동 경향이 
존재했다. 이는 생략된 요소에 의해 하  요소의 지역을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하지 못한 모호함 때문이었다. 

☞ 주제어 : 도로명 주소 인식, 주소 유효성 검증, 음성인식

ABSTRACT

Obtaining delivery addresses from call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in TV home shopping business. By automating this 

process,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V home shopping can be increased. In this paper, a method of recognizing and validating road 

name address, which is the address system of South Korea, from speech oriented text is proposed. The speech oriented text has three 

challenges. The first is that the numbers are represented in the form of pronunciation. The second is that the recorded address has 

noises that are made from repeated pronunciation of the same address, or unordered address. The third is that the readability of the 

resulted addres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the proposed method enhances the existing address databases provided by the Korea 

Post an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Various types of pronouncing address are added, and heuristic rules for dividing ambiguous 

pronunciations are employed. And the processed address is validated by checking the existence in the official address database. Even 

though, this proposed method is for the STT result of the address pronunciation, this also can be used for any 3
rd

 party services that 

need to validate road name address. The proposed method works robustly on noises such as positions change or omission of elements.  

☞ keyword : Road Name Address, Address Validation, Speech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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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5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TV홈쇼핑은 오늘날, GS

홈쇼핑, CJ홈쇼핑, 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

핑, 그리고 아임쇼핑의 7개 업체를 필두로, 2019년 기  

총 매출 5조7268억의 규모를 보인다[1].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우선 TV 방송을 보고, 구매

하고자 하는 물건을 결정한 뒤, 화로, 주문 의사를 밝히

고, 결제정보와 배송지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구매 과

정을 종료하게 된다. 구매 과정에서, 상담원이 소비자와 

직  통화하는 부분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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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제정보와 주소지 정보는 소비자가 음성을 통해 녹

음하고, 추후 녹취된 정보의 사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하고, 출고를 진행하게 된다. 

녹취된 주소 정보 사와 그 주소 정보의 검증 과정을 자

동화할 수 있다면, TV홈쇼핑의 업무 효율을 획기 으로 높

일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음성으로 장된 고객

의 배송지 정보를 분석하여, 주소 구조에 따른 태깅 작업을 

수행하기 한 알고리즘의 개발  그 구 을 목표로 한다. 

2. 한국의 주소 체계

한국의 주소 체계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로 구분

된다. 지번 주소의 경우, 1945년 이  일제강 기 시기에 

도입되어 사용 다. 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주소의 변동

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존재했다. 가령, 토

지의 분할  합병 등에 따라 지번의 신규 생성, 삭제  

변경이 반복되면서, 지번 자체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변화

되었고 그 결과로 인  지역 간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지

며,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집한 경우, 다수의 가옥

이 동일 주소를 공유하거나, 기존의 분할된 필지가 합쳐

져 형 건물이 신축된 경우, 동일 건물에 여러 지번에 배

정되는 경우 한 존재했다. 더욱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지면서, 지번 주소의 불편함이 체되었다[2]. 

항 내용

1항 

도로명 주소의 표기 순서

A) 특별시, 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의 이름

B) 시, 군, 자치구의 이름

C)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의 이름

D) 도로명 

E) 건물 번호

F) 상세주소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G) 특이사항 :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호 표기 후, 법정동의 이름, 

공동주택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음

2항 
건물 등이 지하나 공 에 있는 경우, 건물 번호 앞에 "지

하/공 "을 붙임

4항 
상세주소는 동 번호, 층수, 호수의 순서로 표기하며, 호

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는 층수 생략 가능

5항 건물 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는 쉼표 삽입 

(표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요약

(Table 1) Summary of article 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name address act

행정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만

큼, 법정동과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서울시 구 

명동의 경우, 16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나, 행정동으로는 

하나만 존재한다. 행정동 기 으로 행정업무가 진행되지

만, 지번 주소는 법정동을 기 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

상생활에서의 지번 주소의 사용이  일상과의 괴리를 

보이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로명 주소

가 제안되었다. 2001년 1차 도로명주소 사업을 시작으로, 

지번을 신할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도로에 

그 이름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의 사용이 면 시행되었다[3]. 원칙상

으로는 토지 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도로명주소만을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의 형식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3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시행령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한 제반 규칙

들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 규칙에 합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가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에는 도로명 주소를 읽는 방법으로, 건물 번호는 

"번"으로 읽고, 하이 은 "의"라고 읽게 되어있지만, 실

은 건물 번호까지 읽고, 하이 은 "다시"라고 읽는 경우

가 일반 이다. 한, 제3조 제5항에서 명시된 것처럼, 건

물 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기보다는 호

를 이용해 상세주소를 기술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이처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

령과 실제 사용법 사이의 차이,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기반 주소 혼용의 문제가 존재하기에, 고객의 배송지 발

화정보를 처리하기 해서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 주소 

처리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STT(Speech-To-Text)

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소 발화를 인식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제안 방법

3.1 요구사항 

TV홈쇼핑은 TV 방송을 통해 제품소개를 받은 고객이 

화망을 통해 구매 의사를 달하고, 결제정보와 배송지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 상담사가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해

피콜을 통해 구매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제안 방법은 기존의 화망을 통해 등록한 고객의 음성 

정보를 매 리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의 

* http://www.law.go.kr/법령/도로명주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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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이려는 요구에 맞춰 배송지 정보를 자동으로 

검증하기 한 기능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확한 배송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배송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한 기반 요소로, 배송지를 은 손 씨

로부터 주소를 인식하는 방법[4], 문자 인식과 함께, 주소 

발화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획득한 배송지 정보를 결합

하여 획득 주소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5], 개체명 인식

을 용한 주소 정보 추출 방법[6]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

만, 주소 시스템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음성 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경우, STT 결과물로부터 정확한 배송 정보를 

정제  추출하기 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

다. 본 연구의 경우, TV홈쇼핑에서 고객 구매 과정을 통

해 획득한 배송지 정보의 정제  추출은 일반 인 개체

명 인식 기술,  캐릭터 인식 기술의 단순 용으로 해결

되지 않는 분야로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녹취된 고객의 배송지 정보를 검증하기 해, STT를 

통한 텍스트 변환이 우선 수행되는 것을 가정하며, 이는 

동시에, 제안 방법의 입력이 STT의 결과가 아닌, 키보드 

등을 통한 표  입력장치를 통해 획득된 텍스트 입력도 

가능하다. 하지만, 본 제안 방법은 음성 기반의 주소 정보

를 STT를 통해 변환하여 검증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

고 있기에, STT 결과의 제약 요소를 처리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STT의 제약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TT를 통한 음성 변환 정보의 경우, 문자와 숫자의 

변환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의 텍스트가 출력되기 때문에, 

주소 검증을 해, 한 숫자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가

령, “청도군 운문면 마일사길” 같은 STT 결과를 “마14

길”, “마일4길”, “마일사길”  어느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에 한 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객은 배송

지 녹음 과정에서, 특정 주소의 일부분을 복하거나, 주

소 표기 순서를 바꾸어 말 할 수 있다. 가령, “서울시, 아

니, 서울특별시”처럼 말하거나, “ 주시, 경기도”처럼 도

명을 시명 앞에서 발화할 수 있다. 기본 으로 고객은 정

확한 배송을 해 성실히 주소를 발화한다고 가정하며, 

고의 인 오배송 정보는 고려 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STT 결과에서 띄어쓰기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STT는 

음성 검출(VAD : Voice Activity Detection)을 통해 발화 

종료를 확정하고, 발화 결과에 한 후처리 작업을 통해, 

문장 종료 혹은 문장 내 띄어쓰기 구간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이를 통해 도출된 띄어쓰기 정보의 신뢰성이 주소 내 

구역 구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STT 내

부의 띄어쓰기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7, 8]. 

3.2 필요기능

3.2.1 한  발화의 원문자 변환 기능

주소 발화를 STT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했을 때, 텍스

트 안에서 존재하는 숫자 발음을 숫자로 변화시킬 것인

지, 발음 그 로 유지할 것인지를 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산막이옛길”이라는 텍스트를 “산막이옛길”인지, 

“산막2옛길”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더욱이 

“원호암사길”처럼, “강동구 암사길”의 경우에는 “암사”가 

맞고, “충주시 원호암4길”은 “암4”가 맞는 경우가 존재하

는 경우, 단순한 정규표 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숫

자-문자 변환의 모호성은 건물번호와 건물이름이 동시에 

발화되었을 때, 특히 요한데, “서울시 구 청계천로 

400 이마트”의 경우, “서울시 구 청계천로 사백이마트” 

이라는 입력값에서, “사백이마트”, “4 백이마트”, “402 마

트”, 는 “400 2마트”처럼, 다양한 변화 후보들 에서 

정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사용한다. 숫자 표 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읍면”, “도로명” 두 부분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주소 D

B*를 기반으로 17개의 특별시, 직할시, 도에 해서 각

각의 주소 테이블을 생성하 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소 D

B는 다음의 26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시

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과 <도로명>에 한 발음을 추

가하여, 각 시도별로 DB를 생성한다. 

항목

우편번호, 시도, 시도 문, 시군구, 시군구 문, 읍면, 읍

면 문, 도로명코드, 도로명, 도로명 문, 지하여부, 건물번

호본번, 건물번호부번, 건물 리번호, 다량배달처명, 시군

구용건물명, 법정동코드, 법정동명, 리명, 행정동명, 산여부, 

지번본번, 읍면동일련번호, 지번부번, 구우편번호, 우편번

호일련번호

(표 2) 우정사업본부 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 

(Table 2) National Address database schema

이 게 생성한 주소 DB의 테이블 스키마는 <시도, 시

군구, 읍면, 도로명, 도로명발화>로 구성되며, <경기도, 

주시, 월읍, 산로385번길>의 코드의 경우, <도로

명발화> 컬럼의 값은 “ 산로삼백팔십오번길, 산로삼

* https://www.epost.go.kr/search/zipcode/cmzcd002k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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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오번길”로 발화 가능 표 을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로 

표 한다. 이후, STT를 통해 획득한 고객의 주소 발화에

서 “도로명” 부분을 추출한 뒤, <도로명발화>의 발화 가

능 표 들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발화 표 의 경우, 해당 

코드의 <도로명> 컬럼의 값으로 변경한다. 

건물 이름의 경우, 도로명에 한 발화와 표기를 비교

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한 가지 외 사항

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이 외 사항은, 건물 이름이 숫자

로 시작하는 경우, 건물 번호와 구분이 올바르게 구분되

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함이다. 가령, “성동구 뚝섬

로 379 이마트”라는 주소의 경우, “삼백칠십구이마트”의 

경우, “3792 마트”로 분리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세주소의 경우, 우측부터 시작해, “동/층/

호” 정보를 정규표 을 이용해 분리해내고, 남은 상세주소

를 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을 상으

로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건물 이름 목록을 검색한 뒤, 건

물 이름과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건물 

번호”로 분리한다. 즉 “성동구 뚝섬로”에 존재하는 건물의 

목록에서, 건물 이름이 “마트”로 끝나는 건물 에, “마트”

앞의 명칭이 “이”, “구이”, “칠구이”, “칠십구이”가 존재하

는지를 확인해가며, 일치하는 부분, 즉 “이마트”가 존재한

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를 제외한, “삼백칠십구”까지를 

건물 번호로, “이마트”를 건물 이름으로 구분한다. 

“건물 번호”와 “건물 이름”을 결정하기 해, 행정안

부의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이 주소 DB를 사용하기 해, 

행정안 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API**를 사용하 다. 

3.2.2 주소 구성 요소 추출 기능

도로명 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

물번호”, “상세주소”로 구성되고, “상세주소”는 다시 “건

물 이름”과 “동/층/호”로 구분된다. 주소를 구성하는 각각

의 세부 구성 요소를 분리하기 한, 두 번째 단계는 주소

를 “일반주소”와 “상세주소”로 분리하는 것이다. 주소 유

효성에 한 검증은 “일반주소”의 경우 그 주소가 주소 D

B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한다. “상세주소”의 경우, 

상세주소  “건물이름”이 주소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하

는 것을 통해 결정한다. “동/층/호” 정보에 한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 까닭은 해당 정보의 실체는 직  확인하

 * https://www.juso.go.kr/addrlink/addrlinkJusoDBUse.do?menu=main

&cPath=99MD

** https://www.juso.go.kr/addrlink/devAddrLinkRequestGuide.do?menu

=roadApi

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서울특별시 25 0 19877

부산광역시 16 50 7996

대구광역시 8 9 3965

인천광역시 10 21 6242

광주광역시 5 0 3368

대전광역시 5 0 3194

울산광역시 5 12 3510

세종특별자치시 0 0 1000

경기도 42 138 24756

강원도 18 103 7992

충청북도 14 102 10309

충청남도 16 160 11834

전라북도 15 154 10115

전라남도 22 222 10978

경상북도 24 234 14900

경상남도 22 194 15512

제주특별자치도 2 13 3909

(표 3) 도로명 주소의 구성 요소별 수 

(Table 3) Numbers of elements that consist of 

road name address for each district

“일반주소”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해서는, 우선 

“일반주소”의 마지막인 “건물번호”를 찾아야 하고, “건물

번호”를 찾기 해서는 “도로명”을 찾아야 하며, “도로

명”을 찾기 해서는 “시도”, “시군구”, “읍면” 정보를 찾

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시도”, “시군구”, “읍

면”, “도로명”을 찾는 것이 된다. 17개의 시도의 “시군구”, 

“읍면”, “도로명”의 수는 (표 3)과 같다. 

“시도”는 총 17개의 고정 명칭으로 구성되며, “시군

구”, “읍면”, “도로명”은 정해져 있기에, 정규표  식을 이

용해, 검출한다. 정규표  식을 이용한 만큼, 정규표 과 

다른 표기에 해서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

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여서, 생략된 구역 기 은 포함한

다. 즉,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는 “서울”이라

고 발화되어도 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처럼 

정규표  식을 사용한다. “도로명”의 경우, 숫자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숫자에 한 발음표기를 변환하여, 입력

된 고객의 발화와 비교한다. 발음표기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가령, “119”의 경우, “백십구”라고 발화될 수도 

있고, “일일구”라고 발화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종류의 

발화 경우를 같이 고려하여, “건물 번호”의 경우, “도로

명”이 추출된 이후, 숫자 발화의 연속 값을 “건물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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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이를 해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는 연속해

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규칙을 용했을 때, “건물 번

호” 뒤에 존재하는 “건물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 

“건물 번호”와 “건물 이름”이 올바르게 구분되지 않는 외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3.2.1에서 

기술한 방식을 용하여 처리한다. 이상의 주소 구성 요소 

추출 과정에 한 단계별 처리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주소 구성 요소 분리 로세스 

(Figure 1) Address component separation process

 

 

3.2.3 주소 띄어쓰기 맞춤 기능

주소 띄어쓰기는 3.2.2의 주소 구성 요소의 추출이 완료

되면, 두 가지 출력 방식을 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첫 번째 출력 방식은 구성 요소에 따른 개별 출력 방

식으로, <Key-Value>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이후 JSON 표

으로 쉽게 변환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와 RESTful 

연동을 해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단일 문자열

로 출력하는 것으로, 구성 요소의 순서는 도로명주소 시행

령 제3조 제1항에서 명기된 순서에 따라, 나열하며, 구분자

로는 공백과 쉼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방식은 체 주

소를 배송장에 직  출력하기 해 사용될 수 있다. 

과정 파라미터

주소 구성 
요소 분리

 시도, 시군구, 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건물이름, 동/층/호)

주소 표기법 
결정

방법 1 : <Key-Value>
방법 2 : 단일 문장

표기법 별  
세부 속성 

결정

<Key-Value> 
개행문자기반 구분, JSON 

형식 

단일문장 요소 구분자 결정 
(공백, 쉼표, 혼합)

(표 4) 주소 표기 결정 과정  요구 라미터 

(Table 4) Parameters for each process of determining 

the final address

3.3 로세스 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STT를 이용해, 사용자의 발화 내용을 

입력받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소 분리를 수행하며,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 번호”, “상세주

소”로 분리한다. “시도”와 “시군구” 정보는 정규표  식

을 이용해, 해당 정보를 추출하고, “읍면”과 “도로명” 정

보는 이미 추출한 “시도”와 “시군구”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DB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읍면”과 “도로명”의 정

보를 추출한 뒤, 분리한 “읍면”, “도로명” 정보와 비교하

여, 주소 DB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를 들어, “청도군 운

문면 마일사길”로 “청도군 운문면 마일4길”이 검색되었

다면, “마일사길”은 “마일4길”로 변경된다. “읍면”과 “도

로명” 정보가 확정되면, 세 번째 단계로, 행정안 부의 주

소 DB를 이용해, 후보 주소 군을 수집한다. 이미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 번호”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주소 군이 나오는 까닭은 “건물 번호”의 

오인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5”라는 건물 번호

를 획득했을 때, “51”, “52” 등의 건물 번호를 갖는 주소들

이 후보 주소군이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상세주소를 검증

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이름”과 “동/층/호”로 구성된다. 

건물 이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주소의 우측부

터, “동/층/호”정보를 정규표 식을 이용해 추출하고, 남

은 부분을 “건물 이름”으로 가정한다. 이 게 가정한 “건

물 이름”이 실제 유효한 이름인지를 확인하기 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물 목록을 “시도”, “시군구”, “읍면”, “도

로명” 정보를 사용해 검색하고, 검색된 건물 목록에 상세

주소로부터 추출한 “건물 이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다. “건물 이름”이 건물 목록 안에 존재한다면, 그 상세주

소의 검증을 마친다. “건물 이름”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

계에서 분리한 “건물 번호”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림 2) 제안 방법의 로세스 

(Figure 2) Flowchart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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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에서 획득한 후보 주소 에서 최종 주소를 

확정할 수 있다. 확정된 주소의 도로명주소, 지번, 그리고 

우편번호를 반환하는 것으로 로세스는 종료된다. 

4. 구  결과

제안 방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기반으로 구 되었

다. 고객이 화로 달한 주소 정보는 PBX(Private 

Branch Exchange)를 통해,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패킷으로 송되고, RTP 패킷은 STT를 통해 텍

스트로 변환된다. 이를 한 화망 연결 솔루션은 ㈜

CNAI의 컨택센터 솔루션  실시간 음성 통화 인식 모듈

인 NACS와 C&ASR을 이용하 다. 

해당 어 리 이션은 JavaSE 13를 기반으로 Sqlite 3.31

과 JSON.simple 1.1.1을 사용하 다. 한 i7-1065G7 CPU

와 16G의 메모리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해 실험을 수행하

고, GPU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3) 구  시스템 구성도 

(Figure 3) The overview of system implementation

STT 모듈을 통해 획득된 주소 정보는 AddressManager

에 의해서, <시도, 시군구, 구, 읍면, 도로명, 상세주소>로 

분리되고 검증된다. AddressManager는 주소 검증을 해

서, 실제 유효 주소 목록을 검색하기 한 Address Searche

r와 해당 지역 내 건물 이름을 검색하기 한 Building Na

me Searcher를 참조하고, 주소 데이터베이스는 우정사업

본부의 주소 DB와 행정안 부의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다. 

주소 분리 과정은 다음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제 

주소는 STT 결과를 통해, 모든 숫자가 한 로 변환되고, 

정규표 을 이용해, <시도, 시군구, 구> 정보를 분리한다. 

분리 결과 의 숫자는 해당 정규표 의 인덱스 값으로 

<읍면, 도로명>의 한  표 을 올바른 숫자로 변환하기 

해 참조할 주소 테이블을 선택하기 해 사용된다. <읍

면, 도로명>에 한 정보를 얻기 한 질의어는 다음과 

같다. 본 제에서는 “읍면”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으므

로, “도로명” 정보만을 검색하 다. 

SELECT name_road FROM Seoul WHERE 

name_sigungu LIKE "성동구%" AND name_hangeul = 

"성수이로“

(표 5) “도로명” 정보 확인을 한 DB 참조용 질의어 샘

(Table 5) A sample query to check information 

of a road name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 “도로명” 정보를 획득한 뒤, 건

물 주소를 정규표 을 이용해 추출하고 나면, 나머지 주

소가 상세주소가 된다.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우편번호

를 검색하기 해서 상세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

니며, 상세주소의 경우 해당 건물명이 주소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건물 번호까지 추출한 내용을 토 로, 우편번호 검색을 

수행한다. 행정안 부에서 제공하는 주소 검색 솔루션*

의 경우, 유사 주소까지 모두 검색 결과로 반환해주기 때

문에, 회신 주소 목록에서 가장 합한 주소를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주소 선정 기 은 건물 이름과 번호의 

일치를 기 으로 확인한다.

상세주소를 확인하기 해서는 동/층/호 정보를 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건물명으

로 가정한 뒤, 건물 번호를 제외한 도로명 주소를 바탕으

로, 해당 지역의 건물 목록을 얻어온 뒤, 얻어온 건물 목

록과 상세주소에서 추출한 건물 이름을 비교하여, 동일 

이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건물 이름이 일치한다면, 

건물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의 지번과 우편번호를 

확정한다. 

본 구 은 Java 13을 기 으로 개발되었고, 행정안 부

의 주소 검색 솔루션의 PC용 주소 검색기를 사용해 주소 

목록  우편번호 검색을 해 사용하고, 건물 목록을 검

색하기 해, 동일 주소 DB를 이용한 Django 기반의 

RESTful 서비스를 구 하 다. 주소 발화 결과의 한  표

을 숫자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주소 

DB를 토 로, Sqlite를 이용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변경 

 확장하여 사용하 다. 

* https://www.juso.go.kr/addrlink/jusoSearchSolution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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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주소 예제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37 
성수동아이파크 110동 1002호 

STT 결과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백삼십칠 
성수동아이파크 백십동 천이호 

주소 분리 
결과

시도 서울 : 0

시군구 성동구 : 0

구   : -1

읍면 null

도로명 성수이로

건물번호 137

상세주소 성수동아2파크110동1002호 

상세주소 
변경

[성수동아이파크, 110동, 
1002호]

유효 주소 
목록 
검색용 
질의

{sigungu=성동구, sido=서울, 
road=[성수이로], buildingNum=137, 
detailed=[성수동아이파크, 110동, 1002호], 
gu=, eupmyeon=null}

지역 내 
건물명 

목록 검색 
질의 

{"road_name":"성수이로","sd_name":"서울
특별시","sgg_name":"성동구"}

우편번호 
및 지번 
검색 결과

도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37(성수동2가, 
성수동아이파크)

지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834

우편번호 04795

(표 6) 구 된 로그램의 주소 변환 질의 수행 결과  

(Table 6) The result of executing the query on 

the implemented system

본 제안 방법의 성능 검증을 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수행하 다. 우선, 우정사업부 주소 데이터베이스에서 무

작 로 200개의 도로명 주소를 선정하 다. 각 주소는 

<시도, 시군구, 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의 

개별 요소로 분리된 뒤, 상세주소의 치를 제외한 다른 

요소의 순서를 무작 로 섞었다. 이는 실제 주소 발화시, 

주소 구성 요소의 순서가 섞이거나, 주소 일부분이 생략

되는 경우를 재 하기 함이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분리되어 섞이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세주소는 항상 주소의 끝부분에 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기에, 테스트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이즈는 재 하지 않았다. 최종 으로, 100개의 정

형 주소, 50개의 구성 요소의 치가 변경된 주소, 그리고 

50개의 요소가 무작 로 생략된 주소를 상으로 STT 결

과를 생성하 다. STT 변환 과정에서의 인식 오류는 수

작업으로 수정을 하 으며, STT 변환 결과의 오류는 가

정하지 않았다. 즉, “서울 성동구”를 “서울 선동구”라고 

인지한 경우는 STT의 오류이기 때문에 본 테스트에서는 

이런 오류의 존재는 제외하 다. 하지만, “성동구”를 “성 

동구”로 인식하는 경우, 즉 STT가 인지한 띄어쓰기 정보

는 그 로 유지하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테스트 데이터에 해서, 

본 제안 방법과 CNAI의 기존 주소 변환 어 리 이션의 

결과를 비교하 다.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

법은 정형 주소에 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하 고, 구성 

요소의 치가 바  경우에도 올바르게 동작하 지만, 어

느 요소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동작 시간이 2~4배가 추

가로 소요되었다. 이는 해당 노이즈 패턴을 해결하기 

해 사용된 요소 검증 방식이, 정형 순서를 따라 갈 때에 

비해, 하  요소를 먼  검색한 뒤, 상  요소를 단하는 

과정의 검색 복잡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한편 주소 요소

가 생략된 경우, 정확도는 확연히 낮아졌는데, 주소 변환

에 실패한 경우는 생략된 요소로 인해 하  요소에 모호

성이 생기는 경우 실패했다. 가령, 발음상으로는 동일하

나 표기상으로는 상이한 도로명이 서로 다른 읍면에 존

재하는데, 읍면 정보가 생략된 경우, 변경에 실패하 다. 

하지만, 읍면 정보가 생략되었다고 해도, 시 정보가 제공

되고, 시 정보를 통해 도로명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올

바르게 동작하 다.

정형 주소
(100건)

치 노이즈가 
추가된 주소 

(50건)

생략 노이즈가 
추가된 주소

(50건)

기존방법 90% 0% 0%

제안방법 100% 100% 75%

(표 7) 제안 방법의 테스트 결과

(Table 7) The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for the test set  

5. 결   론

TV홈쇼핑 분야에서, 화망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고

객의 요구에 빠르게 응하는 것은 매출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들 에 하나다. 1995년 첫 서비스가 시작된 이

후, 주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기 한 다양한 노력들

이 진행되어 왔고, 재는 해당 상품의 방송  빠르게 주

문을 수집하고, 방송 후 주문 정보를 일  처리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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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착되었으나, 주문과 해피콜(주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한 후 처리 보고 화) 사이의 기 시간을 

일 수 있다면, 고객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

의 증 를 기 할 수 있다. 특히, 배송 주소 검증은 인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본 제안 방법은 일  

처리  실시간 처리 과정 모두에서, 고객의 배송지 발화

를 자동으로 처리해  수 있기 때문에, TV홈쇼핑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

한 발화 자동처리 기술은 특정 단어를 분석하여 그 단어

의 빈도수를 악하는 분야에도 활용 되어 질 수 있는데, 

이는 문장 내에 사용된 지시 명사의 사용빈도 악과 

같은 고령자의 인지 하와 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응용

으로도 용이 가능하다. 한, 입력 채 을 화망에서 

분리하여 키보드 등의 표  입출력과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고령자의 인지  기억력을 평가

하기 한 질문  하나인 거주지 주소에 한 고령자의 

발화를 분석하고 간 으로 고령자의 인지를 검사하는 

응용과 같이 주소 검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용되

어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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